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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수입 생산을 목표로 한 산림관리에서 생태계 관리를 목표로 하는 산림관리로 패러다임 전환이 진행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자연 친화력이 높은 천연갱신법이 근래에 들어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소나무림을 대상으로 각종 환경

인자와 하층식생, 갱신 치수와의 상관관계를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조사구의 설치는 선상조사법을 이용하여 총 5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조사된 자료를 갱신치수량과 밀접한 관계성을 보인 토양습도에 따라 습지(19개소), 건조지(31개소)로 구분

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높은 갱신량을 보인 건조지(157,419본/㏊)에서는 졸참나무, 초피나무, 청미래덩굴, 칡 등이 주요

종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갱신량을 보인 습지(57,895본/㏊)에서는 국수나무, 밤나무, 조록싸리, 까치수염, 두릅나무, 때죽나

무 등이 주요종으로 나타났다. 치수고와 근원경 발달의 분석결과 습지가 건조지에 비해 생장속도가 빨랐으며, 근원경 대비 

수고 생장속도는 건조지가 습지에 비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습지에서 갱신치수는 발아한 후 5년이 경과했을 때 급격한 

생장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갱신 치수가 주변 식생과의 경쟁 등 생육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게 되면 급격한 생장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습한 지역에서의 천연갱신 시업 초기에는 건조한 지역에 비하여 풀베기 

작업 등의 관리를 보다 집약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1)

Abstract: The forest management paradigm has recently shifted from focusing on commercial production to 
focusing on ecosystem management. Accordingly, a natural seedling regeneration method that has a naturally high 
affinity has attracted much attention in recent year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among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lower stratum vegetation, and seedling regeneration in Pinus densiflora forests. The 
survey site comprised 50 sectors divided using the line transect method, and the survey data were divided into those 
from wet habitat (19 sites) and dry habitat (31 sites), depending on the soil humidity, and were analyzed separately 
to show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soil humidity and natural seedling regeneration. As a result, the dry habitat 
exhibited high seedling density (157,419 trees/ha), with the main species being Quercus serrata, Zanthoxylum 
piperitum, Smilax china, and Pueraria lobata, while wet habitat exhibited low seedling density (57,895 trees/ha), 
with the main species being Stephanandra incisa, Castanea crenata, Lespedeza maximowiczii, Lysimachia 
barystachys, Aralia elata, and Styrax japonicus. The height and root-collar diameter under wet conditions exhibited 
faster growth than those under dry conditions. Height growth by the root-collar diameter in dry habitat increased 
faster than that in wet habitat. It was also confirmed that seedling regeneration in wet habitat exhibited a rapid 
growth pattern 5 years after germin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eedlings begin to grow more rapidly after 
a period of suppression by competition with surrounding plants. Considering an ecosystem or ecologic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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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 specific practices, such as bush control and vine clearing in wet habitats, should be more intensively 
conducted, especially at the beginning of the management operations.

Key words: seedlings, afforestation, indicator species, line transect, regeneration

서  론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도를 

기준으로 전 세계 산림 면적의 추정량은 약 3,999,134,000㏊
으로서 1990년도 4,128,269,000㏊와 비교하면 약 3.2% 

(129,135,000㏊)가 감소하였다. 특히 천연림과 인공림의 면

적현황을 보면, 천연림의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인공림의 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2015). 

또한 OECD에 등록되어있는 국가 산림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산림면적은 1,075,045,000㏊로 전체 국토면적 

3,429,616,000㏊에 약 31.3%로서, 이 중 천연림의 면적은 

957,902,000㏊, 인공림의 면적은 117,143,000㏊에 달한다. 

이 중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국토면적 9,710,000㏊ 중 

6,184,000㏊이고, 이중 인공림은 1,866,000㏊(30.1%)를 차

지하고 있다(Korea Forest Service, 2018).

이러한 인공림의 구성은 역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

다. 과거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을 거쳐 

황폐화 되었다. 이를 빠르게 녹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나

라 정부는 1⋅2차 치산녹화사업, 산지자원화 10개년 계

획, 제 4⋅5차 산림기본계획을 수행하여 왔으며(Byeon 

and Yun, 2017),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산

림녹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로서 거론되어오고 있다

(Lester, 2006).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실행이 

용이하며, 후계림 조성이 신속한 장점을 가진 인공조림

이 널리 시행되어 왔으나(Na et al., 2010), 인공조림은 많

은 비용을 수반하고 병해충 발생, 생태적 불안정 등의 문

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Park et al., 2013), 인공조림에 

비해 조림비용을 낮출 수 있고 자연 친화력이 높은 천연

갱신법이 근래에 들어 주목을 받고 있다(Park and Jeon, 

2010). 천연갱신법은 생태학적, 생물학적, 생산 및 상업

적 중요성 측면에서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한 산림경영에 

있어 효율적인 방법으로 산림의 생물다양성 및 유전적 

다양성을 보존하고 산림 생태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다(Barna, 2008).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2015)는 독일의 경우, 

산림의 공익적 기능 및 레크리에이션 기능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바이에른 국유림에서는 천연갱신법

에 의한 산림시업의 면적을 점점 늘려 이미 국유림 면적의 

3분의 2의 면적을 대상으로 천연갱신법을 통한 관리를 하

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훗카이도 아바시리 동부 숲 

가꾸기 센터의 보고에 의하면, 인공조림에 비해 천연갱신

은 약 34.6%의 절감효과를, 이와테현 북부청의 보고에 의

하면 인공조림에 비해 천연갱신이 약 54.5%의 비용 절감

의 효과를 보았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미국 북서부의 경

우, 인공 조림을 주로 행하여 온 일본과 우리나라와는 다

르게 천연갱신법을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천연갱신이 되

지 않는 경우에는 인공조림을 실시하여 왔다고 하였다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2015). 이와 같이 임업 

선진국에서는 수입 생산을 목표로 한 산림관리에서 생태

계 관리를 중심으로 한 산림관리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진

행되고 있으며(Puettmann and Ammer, 2007), 우리나라 또

한 이러한 패러다임에 맞추어 천연갱신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나무 천연갱신지역을 대상으로 하

여 ① 각 종 환경인자(토양 온⋅습도, 사면 경사, 하층식

생 식피율 등)과 소나무 천연갱신치수와의 상관관계, ② 
하층식생과 천연갱신치수와의 상관관계 등을 밝히기 위

하여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 개황

본 연구대상지는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에 위치

하고 있다. 조사지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기후관측소의 데이

터를 살펴보면, 서산시의 경우 연평균기온은 11.9℃, 가장 

무더운 달인 8월의 월평균기온은 25.1℃, 가장 추운 달인 

1월의 월평균기온은 -2.0℃로 연교차는 27.1℃이다. 또한 

연평균강수량은 1,285.7㎜로 중부지방 연평균 강수량과 비

슷하며, 여름철 강수량은 707.7㎜이다. 보령시의 연평균기

온은 12.4℃, 가장 무더운 달인 8월 월평균기온은 25.5℃, 

가장 추운 달인 1월의 월평균기온은 -0.8℃, 연교차는 26.3℃
이다. 또한 연평균강수량은 1,244.3㎜로 내륙 평년값에 비하

여 다소 적으며, 여름철 강수량은 703.3mm으로 여름에 강수

량이 편중된다(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18). 

특히 조사지가 위치하고 있는 안면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어 계절풍의 영향으로 인해 겨울에는 북서계절풍으

로 한랭건조하며, 여름에는 남동계절풍으로 고온다습하다

(Shin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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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방법

본 지역의 조사구의 설치는 지형특성(토양 건습도 등)

에 따른 치수발생, 하층식생 차이 구명을 위해 선상조사

법(Line transect)을 이용하였다. 조사는 2018년 5월 10일

부터 17일까지 수행되었으며 조사구의 크기는 1 × 1 m 

크기로 구획하였고 각 조사구의 유격거리는 1 m를 유지

하여 총 50개소를 설치하였다(Figure 2). 

각 조사구의 환경인자는 지형, 경사, 관목층⋅초본층 

식피율, 토양노출도, 암석노출도, 낙엽층깊이, 토양 온⋅
습도를 클리노메터, 토양온도측정장치(HI 9063), 토양습

도측정장치(HS2 HydroSense Ⅱ)를 이용하여 측정, 기록

하였으며, 하층식생의 조사는 조사구를 관목층과 초본층

으로 층위를 구분한 뒤, 각 층위에 생육하는 각 종의 종

명 및 점유율(1 ∼ 100%)을 측정, 기록하였다. 식물분류

와 동정은 원색식물도감(Lee, 2003), 나무생태도감(Yun, 

2016) 등을 기준으로 실시하였으며 학명과 국명의 작성

은 국가표준식물목록(Korea Forest Service, 2010a)과 국

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Korea Forest Service, 2010b)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각 조사구의 치수의 발생량

과 생장량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구내 소나무 갱신치

수의 근원경, 치수고 등을 기록하였으며, 근원경은 디지

털캘리퍼(CD-15APX)를 이용하여 0.00 ㎜ 수준으로 측정

하였고, 치수고의 경우 접이식 자를 이용하여 각 절간의 

높이를 측정하였다.

자료분석은 선상조사법 자료를 이용하여 갱신치수량과 

환경인자의 상관관계를 Kruskal-Wallis test를 수행하여 

파악한 후, 갱신치수량과 밀접한 관계성을 보인 주요 환

경인자에 따라 조사지의 유형을 구분한 뒤 유형별 임분

구조, 치수발생량 및 생장량을 분석하였다(Figure 3). 유

형별 임분구조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층식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식생자료를 이용하여 평균 종피도, 중요치(Curtis 

and McIntosh, 1951), 지표종 지수(Dufrêne and Legendre, 

1997)를 분석하였다. 평균 종피도와 중요치는 Ms-Excel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지표종 지수는 Pc-ord v7.05

를 이용해 지표종 분석(Indicator Species Analysis, ISA)

을 실시하였다.

Figure 1. Map showing the study area.

Figure 2. Sampling plots design in Pinus densiflora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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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형별 치수 발생량, 생장량의 분석을 수행하고자 

Shapiro-wilk test를 수행하여 정규성 검정을 수행한 결과, 

조사자료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value < 0.05). 이에 따라 통계적인 유의성 검정을 수행하

기 위해 T-test, ANOVA(Analysis of variance) 대신 비모수 

검정법인 Wilcoxon Rank-Sum test와 Kruskal-Wallis test를 

수행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고자 하였으며, 근원경과 

치수고의 상관관계는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유의성을 검정

하고자 하였다. 이들 분석은 R v3.5.1을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환경인자에 의한 지형구분

1) 치수발생량과 환경인자의 상관관계

치수발생량과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ure 4).

토양습도를 살펴보면, 200,000본/㏊ 이상으로 치수발생

량을 보인 조사구들의 평균 토양습도는 5.4%, 100,000 – 

200,000본/㏊의 치수발생량을 보인 조사구들의 평균 토

양습도는 5.3%로서 각각 낮은 토양습도를 보인 반면에, 

0 – 100,000본/㏊의 치수발생량을 보인 조사구들의 평균 

토양습도는 9.5%로 상대적으로 높은 토양습도를 보였다

(P-value < 0.05).

경사를 살펴보면, 200,000본/㏊ 이상으로 치수발생량을 

보인 조사구들의 평균 경사는 5.8°, 100,000 – 200,000본/

㏊의 치수발생량을 보인 조사구들의 평균 경사는 6.4°, 0 

- 100,000본/㏊의 치수발생량을 보인 조사구들의 평균 경

사는 4.4°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긴 

했으나, 모두 4.4 ∼ 6.4°로 완경사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P-value < 0.05).

그 외의 무생물적 환경인자(토양온도, 토양노출도, 암

석노출도)와 생물적 환경인자(초본층식피율, 출현종수, 

종다양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value > 0.05).

2) 환경인자에 의한 미세지형 구분

환경인자들 중 치수발생량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 

토양습도를 기준으로 조사지의 지형을 구분한 결과는 

Figure 5와 같으며, 그에 따른 조사지의 수는 총 50개소 

중 토양습도가 10 ∼ 20%로 나타난 습한지역 31개소와 

토양습도가 0 ∼ 10%로 나타난 건조지역 19개소로 구분

Figure 3. Flowchart for data analysi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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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Table 1). 이를 토대로 하층식생구조(종피도, 중요

치, 지표종지수, 치수발생량), 치수 발생량 및 생장량을 

분석하였다.

2. 하층식생 종피도 및 중요치

구분되어진 조사자료를 토대로 종피도 및 중요치를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와 3).

종피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관목층에서 건조지는 굴

Figure 4. Figure showing the environmental factors according to regeneration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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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38.0), 졸참나무(27.7), 작살나무(25.0), 산벚나무

(24.6), 덜꿩나무(23.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습지는 국

수나무(39.3), 밤나무(36.0), 소나무(28.1), 초피나무(23.3), 

때죽나무(2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본층에서 건조지

는 그늘사초(26.4), 청미래덩굴(14.7), 수리딸기(14.0), 덜

꿩나무(12.9), 때죽나무(12.9) 등의 순으로, 습지는 국수나

무(27.3), 그늘사초(25.6), 가는잎그늘사초(23.8), 개찌버리

사초(22.5), 개머루(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관목층에서 건조지는 졸

참나무(12.1), 작살나무(9.8), 덜꿩나무(8.9), 소나무(7.2), 

산벚나무(7.0) 등의 순으로, 습지는 국수나무(16.2), 밤나

무(10.9), 소나무(7.6), 때죽나무(7.4), 조록싸리(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본층에서 건조지는 청미래덩굴(7.4), 

수리딸기(6.5), 그늘사초(5.3), 애기나리(5.3), 소나무(5.3) 

등의 순으로, 습지는 국수나무(12.9), 수리딸기(6.8), 그늘

사초(6.6), 조록싸리(5.2), 애기나리(5.0)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3. 하층식생 지표종지수

하층식생을 대상으로 지표종지수를 분석해본 결과

(Figure 6), 조사구 전지역에서 그늘사초(38.0), 산벚나무

(38.0), 청가시덩굴(32.0), 실새풀(30.0), 개머루(26.0), 조

Type No. Plot
Dry habitat 31
Wet habitat 19

Total 50

Table 1. Number of investigation site according to soil humidity.

Species
Coverage (%) Importance value (%)

Dry Wet Dry Wet
Quercus serrata (졸참나무) 27.7 17.5 12.1 4.5
Stephanandra incisa (국수나무) - 39.3 - 16.2
Callicarpa japonica (작살나무) 25.0 18.0 9.8 3.8
Castanea crenata (밤나무) 12.5 36.0 0.8 10.9
Prunus sargentii (산벚나무) 24.6 13.8 7.0 2.7
Prunus spp. (벚나무류) 16.0 - 4.3 -
Quercus variabilis (굴참나무) 38.0 - 3.5 -
Meliosma myriantha (나도밤나무) 10.0 - 0.4 -
Prunus japonica var. nakaii (이스라지) - 5.0 - 0.5
Viburnum dilatatum (가막살나무) 15.0 - 1.7 -
Cornus kousa (산딸나무) - 15.0 - 0.7
Pinus densiflora (소나무) 19.7 28.1 7.2 7.6
Styrax japonicus (때죽나무) 20.9 21.7 5.4 7.4
Viburnum erosum (덜꿩나무) 23.5 13.0 8.9 3.3
Rhus trichocarpa (개옻나무) 17.7 21.7 6.8 4.9
Rhus javanica (붉나무) 19.1 21.3 5.2 6.5
Lespedeza maximowiczii (조록싸리) 12.5 21.1 4.7 7.3
Zanthoxylum piperitum (초피나무) 14.3 23.3 5.0 2.6
*The other 26 species among total of 44 species omitted.

Table 2. Coverage and importance value of shrub layer.

Figure 5. Topography classification according to soil hum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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릿대(26.0)가 높은 지수를 보였다. 

토양습도에 따라 지형을 구분한 뒤 지표종 지수를 살

펴보면, 습지는 건조지에 비해 국수나무(89.5), 밤나무

(50.1), 조록싸리(44.6), 까치수염(36.8), 두릅나무(31.6), 

때죽나무(28.5)가 높은 지수를 보이며 나타났으며, 건조

지는 습지에 비해 청미래덩굴(59.7), 졸참나무(57.7), 작

Species
Coverage (%) Importance value (%)

Dry Wet Dry Wet

Rubus corchorifolius (수리딸기) 14.0 11.9 6.5 6.8
Stephanandra incisa (국수나무) - 27.3 - 12.9
Carex lanceolata (그늘사초) 26.4 25.6 5.3 6.6
Smilax china (청미래덩굴) 14.7 9.3 7.4 3.2
Disporum smilacinum (애기나리) 10.6 9.1 5.3 5.0
Lespedeza maximowiczii (조록싸리) 8.7 14.4 3.6 5.2
Pinus densiflora (소나무) 8.2 5.0 5.3 3.3
Viburnum erosum (덜꿩나무) 12.9 11.4 4.3 3.6
Calamagrostis arundinacea (실새풀) 9.4 18.8 2.9 2.7
Smilax sieboldii (청가시덩굴) 9.5 13.0 2.7 2.7
Carex humilis var. nana (가는잎그늘사초) 12.1 23.8 2.1 3.1
Quercus serrata (졸참나무) 12.5 7.5 2.4 2.5
Styrax japonicus (때죽나무) 12.9 10.0 2.5 2.4
Callicarpa japonica (작살나무) 12.9 10.0 3.7 1.0
Rhus javanica (붉나무) 10.9 6.7 3.1 1.2
Zanthoxylum piperitum (초피나무) 10.0 7.5 2.5 1.7
Carex japonica (개찌버리사초) 8.8 22.5 1.0 3.0
Menispermum dauricum (새모래덩굴) 9.2 9.0 1.6 2.3
Sasa borealis (조릿대) 7.5 5.0 1.9 1.8
Ampelopsis heterophylla (개머루) 6.6 12.0 1.1 2.6
Rhus trichocarpa (개옻나무) 10.0 7.5 2.7 0.8
Prunus sargentii (산벚나무) 11.5 - 2.9 -
Pueraria lobata (칡) 6.4 5.0 2.5 0.4
Lysimachia barystachys (까치수염) - 5.7 - 2.7
*The other 60 species among total of 84 species omitted.

Table 3. Coverage and importance value of herb layer.

Figure 6. Indicator value of major species in under-story vegetation of each habi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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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나무(54.5), 덜꿩나무(47.4), 산벚나무(38.6), 개옻나무

(37.6), 소나무(37.4), 초피나무(34.0), 수리딸기(33.9), 애

기나리(33.9), 칡(31.8), 벚나무류(29.3), 붉나무(28.5)가 높

은 지수를 보이며 나타났다.

4. 생육환경별 치수발생량 및 치수생장

생육환경별 치수발생량을 살펴보면, 건조지는 157,419

본/㏊로 습지(57,895 본/㏊)에 비해 높은 치수 발생량을 

보였다(Figure 7).

치수고는 습지가 33.8 ㎝로 건조지(19.7 ㎝)에 비해 높

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

다(P-value > 0.05, Figure 8). 근원경은 습지가 6.1 ㎜로 

건조지(3.3 ㎜)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value < 0.05, Figure 9).

근원경과 치수고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건조지의 기

울기가 4.6191로 습지(기울기 4.2547)에 비하여 근원경이 

증가함에 따라 치수고의 생장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s 10과 11).

갱신치수의 연간생장을 살펴보면(Figures 12와 13), 습

지의 경우 생장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패턴을 나타

내었으나 건조지의 경우는 생장량이 증가하다가 발아 후 

5년이 지난 이후에 생장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7. Seedling occurrence according to habitat types.

Figure 10. Correlation of root collar diameter and 
seedlings height (Dry habitat).

Figure 11. Correlation of root collar diameter and 
seedlings height (Wet habitat).

Figure 8. Height of seedlings according to habitat types. Figure 9. Root collar diameter according to habitat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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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The annual height growth curve of 
the seedlings according to habitat types.

Figure 13. A functional formula and the trend of 
seedling growth over time.

Item
Habitat

type
Elapsed year from germination

1 2 3 4 5 6 7 8

Annual height growth (cm)
Dry 10.5 10.8 12.6 16.7 21 22.5 19.9 17.7

Wet 11.9 11.4 13.8 16.3 16.6 24.5 28.8 24.3

No. of sampling
Dry 74 74 74 74 35 16 10 5

Wet 21 21 21 21 15 11 7 7

Table 4. The annual height growth curve of the seedlings according to regeneration types.

Item Habitat type
Elapsed year from germination

1 2 3 4 5 6 7 8

Annual height growth (cm)
Dry 10.5 21.3 33.9 50.6 78.3 121.8 148.7 164.0

Wet 11.9 23.3 37.2 53.5 75.5 101.4 135.5 159.7

No. of sampling
Dry 74 74 74 74 35 16 10 5

Wet 21 21 21 21 15 11 7 7

Table 5. A functional formula and the trend of seedling growth over time.

결  론

본 연구는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에 위치하고 있는 

소나무림을 대상으로 환경 인자에 의한 하층식생 종조성

과 소나무 천연갱신 양상의 상관관계를 구명하고자 수행

하였다.

치수발생량과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본 결

과, 치수발생량은 토양습도가 건조할수록 높은 치수발생

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토대로 조사지

를 상대습도 10%를 기준으로 건조지(0∼10%)와 습지(10

∼20%)로 구분하여 하층식생구조, 치수 발생량 및 생장

량을 분석하였다.

하층식생구조(평균 종피도, 중요치, 지표종 지수) 분석 

결과, 건조지는 졸참나무, 소나무, 초피나무, 청미래덩굴, 

칡 등이, 습지는 국수나무, 밤나무, 조록싸리, 까치수염, 

두릅나무, 때죽나무 등이 각각 주요종으로 나타났다. 특

히 습한 지역에 나타나는 주로 나타나는 국수나무는 건

조지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반면, 습지에서는 상당히 높

은 평균 종피도 및 중요치를 나타나냈다. 치수발생량을 

살펴보면, 건조지가 157,419본/㏊, 습지 57,895본/㏊으로 

건조지가 습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치수발생량을 보였

다. Byeon and Yun(2018)의 봉화 장군봉 선도산림경영단

지 내 소나무 모수림 시업지를 대상으로 한 천연갱신 연

구결과에 따르면, 신나무, 느릅나무, 광대싸리 등 습한 지

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종이 출현한 조사구가 상대적으로 

치수발생량이 낮다고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 또한 

습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국수나무의 피도가 높은 조사구

가 상대적으로 치수발생량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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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고와 근원경은 습지가 건조지에 비해 높게 나타났

으나, 치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으며, 근원경과 치수고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해본 결과, 건조지(기울기 4.6191)가 

습지(기울기 4.2547)에 비해 근원경이 증가함에 따라 치

수고의 생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절간의 생장량

을 살펴보면, 습지의 경우 갱신 5년 후 급격한 생장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습지의 경우, 초기에 

종자가 활착하고 생장이 상대적으로 건조한 지역에 비해 

어렵지만, 주변 식생과의 경쟁 등 생육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급격한 생장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습한 지역의 경우 종다양도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갱신 치수가 주변식생과의 생육경쟁에 의해 도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나무의 경우 천연갱신을 유

도하고자 시업을 수행 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건조한 지

역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되며, 

여러 한계점(지형적 한계 등)에 의해 부득이하게 습한 지

역을 대상으로 천연갱신을 유도할 경우에는 풀베기 작업 

등의 관리를 건조지에 비해 더욱더 집중적으로 수행하여

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산림녹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로 거론되고 있다(Lester, 2006). 이를 위해 우리나라

는 일반적으로 실행이 용이하고 후계림 조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인공조림이 널리 시행되어 왔다(Na et al., 

2010). 하지만, 일반적으로 동령단순림을 조성하는 인공

조림에 의한 산림은 각종 환경인자에 약하며, 각종 환경

인자의 일방적 이용으로 인해 입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

렵다(Yim et al., 1991). 따라서, 근래에 들어 인공조림에 

비해 자연 친화력이 높고 조림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천연

갱신법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으나(Park and Jeon, 2010), 

천연갱신에 대해 생태적인 시업에 대한 기준 및 관리 방

안 마련을 위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천연갱

신을 통해 소나무림을 경제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

러 연구를 통한 자료의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는 천연갱신의 시업 기준 및 관리방안에 대한 자

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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